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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

1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

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

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그들

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

을 치니라 3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

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

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

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내가 애

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

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

유가 되겠고 6너희가 내게 대하

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

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모

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백성이 일제히 응답하

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

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

하매 (출19:1-8)

예배당을 방문해 설교를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룩한

예배로 여기고, 또 그러한 것들

이 제도로 정해져 있고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지

키는 사람은 외적 교회 안에 있

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동시에 예배의 본질은 믿음에

따른 삶, 즉 이웃에 대한 인애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적 교회 안에 있는 사

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것

즉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모

두 가져야 한다. 만일 두 가지를

모두 가지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내적인 것은 혼과 같고 외

적인 것은 혼에서 비롯한 몸과

같기 때문이다. (AC.8762)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762번 글에 대한 C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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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they who make Divine worshi

p consist in frequenting temple

s, hearing preachings, attending

the Holy Supper, and who do t

hese things with devotion, witho

ut thinking any further about th

em than that they ought to be f

requented because they are inst

ituted and commanded, these ar

e of the external church; wherea

s they who at the same time be

lieve that such things are to be

attended to, but that still the es

sential of worship is the life of f

aith, that is, charity toward the

neighbor and love to the Lord,

these are of the internal church

...

[ 2] Nevertheless with everyone

who is of the church there must

be both, namely, an external an

d an internal. If there are not b

oth there is no spiritual life wit

h him, for the internal is like a

soul, and the external is like th

e body of the soul.

이는 오늘 본문 3절, ‘모세가 하

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

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에 관한 주석 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Thus shalt t

hou say to the house of Jacob,

and declare to the sons of Israe

l:)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은 그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많

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 먹을 것

이 없어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

러나 그때마다 모세의 인도에 따

라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삼

개월 만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

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

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신앙인이면 누구나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완고하게 우리를 붙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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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면의 악들과 싸우기 시작합

니다. 그러한 악들은 우리가 영적

으로 거듭나는 것을 끊임없이 방

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

은 오래된 악습을 끊는 것으로부

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

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 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말씀에서 삼 개월이라는 기간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

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영적 상태가 끝

나고 새로운 상태가 시작되는 것

이 삼 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숫자

삼(3)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삼 개월이 지났다는

말은 마치 대나무에 하나의 마디

에서 시작해 새로운 마디가 생길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

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태가 시작되는 것입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새

로운 영적 상태란 어떤 것일까

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는 보통 시험을 뜻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

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선의 상태

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

착했다는 것은 진리의 상태에서

선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

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

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처음

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선

진리를 배워야 되겠지요. 진리를

통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요, 그리고 왜 사람은 선을 행해

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는 그런 식으로 진리를 통해 선

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진리

를 배우는 것은 진리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통해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

니다. 그렇게 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선을

광야로 비유했습니다. 왜 하필이

면 선을 황무지 같은 광야에 비

유했을까요? 여기서 광야는 진리

가 없는 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

다.

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선에 대한 의지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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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또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

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일을

좀 더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열

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애정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는 선을 뒷받침할 진리

가 아직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해

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

한 상태는 개간하지 않은 땅과

같고요, 배움이 전혀 없는 학생들

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은

선인데 아직 진리가 없는 선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의

이름을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그

렇게 부르는 이유는, ‘시내’ 또는

‘시나이’가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

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

하셔서 십계명의 계율을 주신 것

도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이름을 ‘시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리가 없는 선 안에 앞으로 진

리가 심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

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단 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황무지 상

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면에서 일어나는 선한 의지 또는

애정을 삶으로 표현할 진리를 그

선 안에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대

개 원론적인 진리만 알 뿐 그것

을 구체적인 삶의 행위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하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과

연 진실이고 선인지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

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2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

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

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

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리를

통해 선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

미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는 것

은 하나의 영적 상태가 끝나고,

다음 상태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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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상

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게 하세요. 그때는 시험이 오

다가도 멈추고, 잠시 평화가 찾아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는 쉬지 않고 새로운 상태를 위

해 어떤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

니까 장막을 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을 산

앞에 쳤다고 했습니다. 산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이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

왕이면 산속에 장막을 치지 않고

왜 산 앞에 장막을 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선 안에 들

어간 것은 아니고 선 가까이 있

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장막을 치지 않고 산을 바

라보며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 ‘산속에 장막을 친다’는 생각은

좀... 당시 이스라엘의 총인원이

대략 2, 3백만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

려면 대체 산이 얼마나 커야 할

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아무튼 위 해설은 ‘우리가 아직

선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선

가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내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서가 아닐까 하는 선에서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3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진리를 표상합니다. 그

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는 것은 신앙인들이 진리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

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먼저 우

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그만큼 주

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께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

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때 여호

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주

님으로부터 신성한 선이 나와 우

리에게 있는 진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면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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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선으로서의 주님을 나타내

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주님과

의 결합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들

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

으로 가까이 가고 여호와께서 모

세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

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 곧 구원

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원의 소식을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

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고 하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

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자손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주님과 우리가 결합을 하고, 그렇

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야

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각 말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야곱의 집은 외적인 교회(the ext

ernal church)를 나타냅니다. 그리

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내적 교회

(the internal church)를 나타냅니

다. 그러면 외적 교회는 어떤 것

입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부양하고 하는 외적

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외적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

다. 그러면 내적 교회는 어떤 것

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

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적 교

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 주님은 이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가르

치세요. 새 교회 분들 중에는 말

씀의 내적 의미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외적인 것을 소홀히 하시

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말씀을 읽

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데 주님은 외적 예배와 내적 예

배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

십니다. 내적인 예배는 외적 예배

의 혼이며, 외적인 예배는 내적

예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

세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소식

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

게 각각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

니다.

4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

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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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당신이 애굽사람에게 어

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

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진리를 배워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각 사람의

고유한 성향 깊은 곳에 숨어있던

기질적인 악들이 드러납니다. 그

러한 악들은 진리에 따라 살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 완고한 악들에 매여 있는 한

은 영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들과 싸워

야만 하는데 그 시간은 마치 애

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

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

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

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싸움

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주

님께서 악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탈

출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 자

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

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

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

님께서는 당신이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으니

그것을 잘 기억하라 말씀하십니

다.

또한 주님은 ‘내가 어떻게 독수

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을 뜻합니다. 합리성은 무엇입니

까?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보통 세상의 일을 재치 있게 잘

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라

고 말하는데, 사실 합리적인 사람

은 진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

다. 진리를 말하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합

리성입니다. 독수리의 눈이 얼마

나 좋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정확하게 보지 않습

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날아와

먹이를 포획하는 것이 독수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

에서 독수리는 합리성을 표상합

니다. 또 독수리의 날개라고 했는

데, 날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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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우리의 합리성을 천국의

빛 가운데로 끌어 올리셨다는 뜻

이고요, 그 빛을 통해 진리를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

면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과 거

짓의 유혹을 뿌리치는 능력입니

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주

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

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

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서 주님은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

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로 인도하였는지를 늘 기억하라

고 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

고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며,

오직 주님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5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

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는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렇

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진

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과

연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진리

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우리는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

들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

주셨을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였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

씀을 잘 듣는다는 말씀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내 언약

을 지키면’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인애가

또는 진리와 선이 하나 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

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

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과 하나

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

세요.

6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

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에게 전할지니라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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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나라’는 ‘제사장의 왕국’이고

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

라’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비슷

한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제사장의 왕국이나 거룩한 나

라는 모두 거듭나는 사람들이고

요, 그러므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이

가 있다면 ‘제사장 나라’는 진리

를 통해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즉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며, ‘거룩한 백성’은 완전

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과정의 사람과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거듭나는 과정의 사람들은 선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

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악습을 버리는 것도 힘들

고요,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직면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

나 거듭난 다음에는 마음에서 뜨

거운 것이 동(動)해서 선을 행합

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새

로운 진리를 부어 주세요. 그러니

까 진리를 통해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의지를 가지

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선한 의지 가운데로 진리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많이 다르지요. 그

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

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언약

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사장의 왕

국이라고 하시고, 거룩한 나라라

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7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7절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

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백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

닙니다. 신앙인들에게 있는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백성

의 장로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많은 진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라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

다는 것,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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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구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

옥이 있으며,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하게 산 사람

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 또 믿

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인애의 삶이 있어야 한다

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중요한 진리들이며, ‘백성의 장로

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

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으로부

터 신성한 선이 가장 중요한 진

리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

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선이 우리

에게 있는 중요한 진리들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 모든 진리가 살

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

장 중요한 진리들은 등차, 등급,

단계에 따라 다른 많은 진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운영 위원이 있

고, 그리고 그것이 남성 선교회와

여성 선교회로 연결이 되고, 다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

님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진리들

을 통해 그것과 연결된 부수적인

진리들 및 말단의 진리들에까지

순차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원론에

해당하는 진리라면 그 아래의 백

성들은 각론에 해당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장로들

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선이 나와 중

요한 진리들을 거쳐 말단의 진리

들에까지 흘러들어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8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

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응

답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

에게 생명이 흘러들어 올 때 그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

성의 말을 다시 여호와께 전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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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

다. 영적인 단계를 하나씩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생기고 점점 열

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지

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주님께서도 외

면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 과정이 그렇게 순

탄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까? 또 광

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또 얼마

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것

은 진리만 가지고 스스로 선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선의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

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신앙인

들의 내면에 또 하나의 나이테가

생기는 순간이며, 새로운 상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은 새로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

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

느니라’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

룰 수가 없으니 오직 주님을 의

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서울 새 교

회 모든 교우님들이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날

들을 열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

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7:6)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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